
 지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재투자할 때입니다

필요의 증가/축소한 자원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금

등록 학생수는 급증하고 교직원 증원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MCPS는 Maryland에서 제일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육구입니다. 

• 등록 학생수가 2009년 이후에 
17,171명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9년 이후에 1,800 
명 이상의 교직원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학생의 필요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무료/할인 급식(Free and 
Reduced-price Meals-
FARMS) 해당 학생은 16,407명 
입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ESOL) 
프로그램의 학생은 5,213명 
입니다. 

더 어려워졌으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줄었습니다.

• Montgomery County 정부는 
2009년도부터 MCPS 학생 한 
명당 교육배당금을 1,200불 
줄였습니다.

• 교사의 수가 400명 줄었으며 
이에 따라 학급반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제 교육에의 재투자를 시작해야 하며, 지난 8년 동안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예산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기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구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2,500명 이상 증가한 학생을 위한 자원과 학급 학생수를 줄이기, 학생 간의 성취도 

차이 줄이기, 문해능력/언어영역과 수학 향상, 교직원의 문화에 관한 이해력 구축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할인급식
2015 회계연도   54,099

+44%
 2009회계연도  37,692

교직원 증원수

 +3%

학생 등록수

+12%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금•여러분의 의견을 전합시다

Español

tiếng Việt

አማርኛ
한국어

漢語
Français

지출

–$1,200

ESOL
 21,463명

+32%
 16,250명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 자녀의 삶에서 학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이 대학과 미래 진로에 준비되도록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입니다.

행동 #1:  카운티 의회 예산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교육구 예산을 지지합시다.
• 2017 회계연도 행정예산에 관해 MONTGOMERY 카운티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합시다.   

3월 17일부터 전화(240-777-7803)로 의견제시 예약을 받습니다. 

4월 5일  오후 7시 

4월 6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7시

4월 7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7시

• 추가로 Montgomery 카운티 의회 교육위원부문 의장 Craig Rice 의원은 MCPS와 Montgomery College와 함께 
교육 예산에 관해 토론하는 회의를 카운티 여러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참석하셔서 교육 예산에 관한 여러분의 관점과 
의견을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나눕시다.   전화 240-777-7803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17일부터 예약합시다.  
www.montgomerycountymd.gov/COUNCIL/PHSignUp.html

3월 9일 오후 6시 30분 GAITHERSBURG 고등학교 

3월 16일 오후 6시 30분 COL. ZADOK MAGRUDER 고등학교

3월 23일, THOMAS S. WOOTTON 고등학교

행동 #2:  카운티 의원들에게 연락합시다. 
• 이메일보내기, 트위터, 편지, 짧은 비디오 영상, 공청회에서 의견제시 등 여러 방법으로 우리 교육 예산을 전액 승인해야 

하는지를 카운티 의원이 알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의견을 예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시태크 #MCPSFundOurFuture 사용을 잊지 맙시다. 

Isiah Leggett, 카운티 군수(County Executive): ocemail@montgomerycountymd.gov 

Roger Berliner,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Berliner@montgomerycountymd.gov / @RogerBerliner

Marc Elrich,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Elrich@montgomerycountymd.gov / @marc_b_elrich

Nancy Floreen,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Floreen@montgomerycountymd.gov / @nfloreen 

Tom Hucker,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Hucker@montgomerycountymd.gov / @tomhucker

Sidney Katz,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Katz@montgomerycountymd.gov / @MC_Council_Katz

George Leventhal,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Leventhal@montgomerycountymd.gov / @georgeleventhal

Nancy Navarro,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Navarro@montgomerycountymd.gov / @nancy_navarro

Craig Rice,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Rice@montgomerycountymd.gov / @RicePolitics

Hans Riemer, 카운티 의회 의원(Councilmember)  Councilmember.Riemer@montgomerycountymd.gov / @hansriemer

행동 #3:  여러분 커뮤니티와 나눕시다.
• MCPS는 여러분과 여러분 커뮤니티의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여러분이 교육구  

예산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hsa

2017 회계연도 추천 행정 예산안 

간략한 예산 정보: 2017 회계연도 추천 예산안의 요약

예산 101: MCPS 예산에 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NEIGHBOR-TO-NEIGHBOR):  예산에 관해 소그룹으로 토론하기 위한 도구와 자료 모음입니다.

예산 일정표 
• 2016년 3월 15일 카운티 군수 Leggett씨가 권장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 2016년 4월/5월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예산 공청회 개최. 5월 19일에 최종 승인을 합니다. 

• 2016년 6월 14일 교육위원회이 예산을 최종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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